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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s Re가 글로벌 보험 기술 회사인 dacadoo와 제휴하여 모든 

규모의 보험사에 플랫폼 제공  
  

(취리히, 2022년 3월 11일) – Swiss Re와 dacadoo가 오늘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Swiss Re는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보험사에 dacadoo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dacadoo는 Swiss Re의 MyWellLife 서비스를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 참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MyWellLife는 사용자가 가이드, 지원, 동기 부여 및 보상을 통해 건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스마트 코칭을 제공하는 강력한 모바일 기반 디지털 

참여 솔루션입니다.   

 

또한 새롭게 결합된 솔루션은 Swiss Re의 Personal Resilience Suite(PRS 기능)를 

강화합니다. PRS는 Swiss Re의 유명한 언더라이팅 매뉴얼 Life Guide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모듈형 위험 평가 접근방식입니다. 
 
dacadoo의 대표 겸 CEO인 Peter Ohnemus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Swiss Re와의 제휴로 전 

세계 보험사 및 보험사 회원에게 dacadoo의 차세대 디지털 건강 참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Swiss Re는 재보험/보험 업계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dacadoo는 

Swiss Re의 경험과 지식을 자사의 혁신성 및 기술 역량과 함께 결합하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삶과 건강이라는 비전을 공유합니다." 
 
Swiss Re의 L&H 언더라이팅 글로벌 책임자인 Jolee Crosby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라이프스타일 요소는 위험 평가 목적에서 보다 전체론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므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wiss Re는 MyWellLife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 및 웰빙 여정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보험사는 Swiss Re와 dacadoo의 



 
파트너십이 제공하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보험사 측의 기술 투자가 필요 없는 

매력적인 플랫폼을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해결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한 동적 위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  

  

dacadoo 소개   

dacadoo는 Gartner에서 2021년 'Cool Vendor in Insurance'(우수한 보험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건강 스코어 및 리스크 엔진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 참여 플랫폼의 

라이선스를 생명 및 건강 보험 사업자(B2B)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전 세계 100대 생명 

및 건강 보험 사업자 중 35개 이상의 사업자에게 보험 및 건강 기술 솔루션 제공). 18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는 dacadoo의 기술은 완벽하게 브랜딩된 화이트 라벨 

솔루션으로 제공되거나 API를 통해 고객 제품에 통합 가능합니다. dacadoo는 '연결, 

스코어 측정, 참여' 서비스 및 SaaS 기반 디지털 헬스 참여 플랫폼을 통해 생명 및 건강 

관련 사업자가 자사 고객에게 보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dacadoo는 실시간으로 사망률과 이환율의 상대적 위험을 

계산하는 리스크 엔진을 제공합니다. dacadoo는 유럽, 북미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2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생명 및 건강 솔루션과 관련하여 100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dacadoo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므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스위스 연방법, GDPR 및 HIPAA와 같은 업계 표준, 법률 

및 규제에 따라 솔루션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dacadoo의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ISO 27001 및 ISO 27701 표준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dacadoo.com을 참조하십시오.  

  

Swiss Re 소개   

Swiss Re Group은 재보험, 보험 및 기타 형태의 보험 기반 위험 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제공업체 중 하나로서, 전 세계 인구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에서 기후 변화, 인구 고령화에서 사이버 범죄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합니다. Swiss Re Group의 목표는 고객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솔루션을 만들어 사회가 번창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1863년에 

설립된 Swiss Re Group은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약 80개의 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됩니다. 

 

미디어 담당자:  

  

dacadoo:  

Rogier Keemink  

전화: +41 44 251 23 23  

Rogier.keemink@dacadoo.com  

  

 


